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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숙박

청향소림
위치 및 주변정보(주변 10km 이내)



청향소림

위치  석보면 화무로 623

안내전화  054-683-8832

조식제공  미제공

규모  0채 13실 ⁄ 총 0명 수용

주차시설  주차시설있음 / 주차요금 : 무료

신용카드  가능

홈페이지  http://054-683-8832.pkt114.com/

추천수  3

추천하기  관심콘텐츠

- 삼의계곡에 위치한 자연 그대로의 산림욕이 가능한 곳!!

- 최신시설, �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!!

- 단체예약문의 및 전화상담 환영!!

저희 업체는 주변이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맑고 휴양하시기 좋은 곳입니다.

계절별로 자연산의 절정을 구경하실 수 있으며, 여름엔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절경으로 이루어진 산책길로 산림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300년 동안 지켜온 밤나무의 시원한 그늘아래 마련된 자연석의 식탁과 의자에서 자연을 벗 삼아 석괘구이를 즐기실 수 있으며 아담한 그네를 타며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며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

야기꽃을 피워보십시오.

넓은 주차공간도 마련돼 있으니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.

저희 업체는 예약제입니다.

이용하시기 전에 꼭 연락을 주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

(비성수기 �라도 많은 손님이 오시기 �문에 부득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.)

환불규정

-객실과 날짜는 예약전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예약 후 날짜변경, 객실변경은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.

(예약취소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
-환불은 입금자명으로 되며 입금시 송금수수료는 제외한 후 입금됩니다.

-모든 예약 취소시 소정의 위약금(총 입금요금의 10% ~ 90%)을 제외한 후 입금이 됩니다.

-예약 완료후 9일 이전까지의 예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10%입니다.

-환불은 매주 화요일 일괄적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
-환불요청 전화는 PM 7시 30분까지 입니다.

이용당일 취소 : 환불불가

이용 1일전 취소 : 10%환불

이용 2일전 취소 : 20%환불

이용 3일전 취소 : 30%환불

이용 4일전 취소 : 40%환불

이용 5일전 취소 : 50%환불

이용 6일전 취소 : 60%환불

이용 7일전 취소 : 70%환불

이용 8일전 취소 : 80%환불

언제라도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객실정보  관련사진  위치 및 주변정보

성수기 안내, 주말요금적용, 추가인원요금, 부대/편의시설,기본시설/비품 정보 제공
성수기 안내 해당내용 없음 주말요금적용 해당내용 없음

추가인원요금
단체실: 정원 10명 ( 최대인원 : 15명 , 추가요금: 인당 0원) / 일반
실: 정원 4명 ( 최대인원 : 6명 , 추가요금: 인당 0원) 부대/편의시설 캠프파이어

기본시설/비품 내용 없음.

음식·숙박·쇼핑 > 숙박 > 전체 숙박전체 숙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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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yg.go.kr/tour/amuse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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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및 주변정보(주변 10km 이내)

목록으로

수용가능인원 정원 : 10명 ( 최대인원 : 15명 )

요금 해당내용 없음

기타정보 목욕시설, 에어컨, TV, 테이블, 화장대, 취사도구, 냉장
고

단체실

수용가능인원 정원 : 4명 ( 최대인원 : 6명 )

요금 성수기주중 : 80,000원 / 성수기주말 : 80,000원 / 비
수기주중 : 60,000원 / 비수기주말 : 60,000원

기타정보 목욕시설, 에어컨, TV, 테이블, 화장대, 취사도구, 냉장
고

일반실

PrevNext

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화무로 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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